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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의 임상적 표현형 및 Endotype (Clinical Phenotype and Endotype
of COPD)

김유일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s a heterogeneous disorder that has many clinical phenotypes
and endotypes. Clinical phenotypes include the groups of patients with similar clinical characteristics, prognosis,
or therapeutic needs such as frequent exacerbators or asthma-COPD overlap syndrome (ACOS). Endotypes represent subtypes of patients defined by a distinct biological or pathophysiological mechanism such as the patients
with persistent systemic inflammation or raised eosinophils. Recently, several new potential COPD clinical phenotypes and endotypes with biomarkers have been suggested. All these developments should pave the way towards
personalized tailored treatment of COPD and a reclassification of complex COPD diseases. Pharmacotherapy can
be tailored according to each phenotypes with available bronchodilators and anti-inflammatory drugs targeting
specific biomarkers. However, study for many COPD phenotypes with personalized medicine is very limited and
it should be mo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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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PD의 여러 표현형이 지금까지 알려져 왔고, 이러한 표현형은 크게 임상적 표현형과 endotype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임상 증상이나 outcome (예: 급성악화군, 기관지염이나 폐기종군, asthma-COPD overlap syndrome: ACOS
1,2
등)에 따른 임상적 표현형과 ,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따른 호산구나 Th2세포 증가형, 세균 집락군, α-1 antitrypsin
(α1AT) deficiency 등으로 분류되는 endotype이 있다2-6. 이외에도 COPD 표현형을 영상의학적으로 chest CT 소견
(폐기종의 정량화, 소기도 질환의 정량화, 기도 크기 및 기도벽 변화)에 따라서 분류하고, 영상학적 표현형과 호흡생리
7,8
학적 지표들과의 연관성이 높음이 보고되고 있다 . 이러한 다양한 표현형에 대한 연구는 표현형에 따라 다른 예후를
보이거나, 표현형에 따른 맞춤 치료법 개발로 COPD 치료 및 예후 개선을 위함이 주 목적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OPD 표현형 중에서도 실제 임상에서 치료법과 연관된 대표적인 임상적 표현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2
최근 소개된 endotype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문헌고찰과 함께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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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표현형 및 Endotype (Clinical Phenotype and Endotype of COPD)
9,10

잦은 급성악화군 1년에 2회 이상 악화를 보이는 경우나 입원할 정도로 심한 악화가 연 1회라도 있었던 경우를
주로 일컫는다. 이러한 환자군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급성 악화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이전 급성악화 병력으로 알려져 있다. 기류제한이 심해짐에 따라 급성악화 빈도가 증가하고 입원, 사망도
10,11
11,12
증가한다 . 이러한 환자에서 지속형기관지 확장제 등 약물치료로 급성악화빈도를 낮출 수 있으며 , 해당 약제로
longlong-acting β-agonists (LABA)/흡입용스테로이드 복합제, roflumilast와 azithromycin 등이 있다. 특히 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s (LAMA; e.g. tiotropium, glycopyrronium)은 exacerbation frequency를 20% 이상 감소
13
시킬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GLOW2 trial) . LABAs 약제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급성악화를 20% 정도 낮출수 있었지
만, formoterol의 경우에는 ICS와 함께 사용하였을때만이 급성악화 예방효과가 있었다. Salmeterol의 경우에는 단독
사용으로도 악화빈도를 줄일수 있었다. LAMA/LABA 복합제 사용으로도 급성 악화빈도를 낮출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SPARK study (indacaterol and glycopyrronium)에서는 the combination only reduced exacerbations by a further
12% over monotherapy14. Macrolides의 anti-inflammatory effects로 이용한 치료연구 보고에서는, azithromycin 사용
15
으로 첫 악화 발생시기를 174일에서 266일로 늦추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 그러나 약제 내성균 발생 위험성이
16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다 .
만성기관지염은 최소 2년 동안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래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17, 외국 문헌 보고에서는 COPD
18
환자의 45%에서 만성기관지염 형태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 이러한 질환군의 특징을 가진 환자는 보다 더 급성
19
악화빈도가 흔하며 폐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만성기관지염 임상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약제에 대한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20, 특히 Roflumilast는 만성기관지염을 가진 COPD 환자의
21
악화 예방효과와 함께 일부 FEV1 개선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Mucolytics도 일부 급성악화를 낮추는 효과
22
가 강하지는 않지만 일부 효과 있음이 보고되었다 .
NETT (National Emphysema Treatment Trial) study에서 보고된 폐상부에 주로 국한된 폐기종(upper zone dominant emphysema)을 가진 COPD 표현형 환자들에게는 폐용적축소절제술(lung volume reduction surgery, LVRS)이
23
좋은 치료 옵션이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표현형 환자 치료로 최근에는 endobronchial valves를 이용한 폐용
적축소술도 시행 중이며24, 다른 기저 유전적 위험인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5.
이외에도 COPD 환자의 호흡부전증은 저산소증이나 고탄산혈증 형태로 각각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저산소증
26,27
COPD군에서는 long-term oxygen therapy (LTOT; oxygen for ＞15 h per day) 를 고탄산혈증을 보이는 환자군에
28
게는 비침습적양압환기기(noninvasive ventilation, NIV)를 적용할 수 있다 .
호산구성 COPD는 천식과 중복(천식/COPD중복증후군)될 가능성이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COPD 환자의 객담이나
혈액내 호산구수가 증가한 경우(blood eosinophil counts ＞2%)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최근 보고가
되어지고 있다29,30. 천식/COPD 중복 증후군(asthma-COPD overlap syndrome, ACOS)은 천식과 COPD의 특성을 모두
31,32
갖고 있는 증후군을 말한다 . 즉 천식의 특징인 알레르기 감작, 기도과민성, 가역성 기류제한과 COPD의 특징인
흡연력, 지속적인 기류제한을 동시에 함께 갖는 증후군이다. 두 질환은 기도염증이라는 공통된 병태생리를 가지고
있지만32, 중복중후군 진단기준으로 나라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 및
33
치료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 폐기능검사를 기준으로 하면,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70%인
34
비가역성 기류 제한을 보이면서 메타콜린 혹은 만니톨 등의 검사로 증명된 기도과민성을 보이는 경우다 . 스페인
연구자들은 그 외에 임상양상을 추가하여 주 진단기준31으로 1)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15%이면서 ≥400
mL의 증가 2) 객담 내 호산구 증가 3) 40세 이전의 천식 진단을, 부 진단기준으로 1) 총 IgE의 증가 2) 아토피
과거력 3)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 ≥12%이면서 ≥200 mL의 증가가 2번 이상 나타남을 제시하였고, 이 중
주 진단기준이 2개 이상이거나 주 진단기준이 1개이면서 부 진단기준이 2개 이상 충족되면 ACOS로 진단할 것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ACOS 환자들의 임상 양상은 각각의 질환에 비해 나쁜 편으로, 천식이나 COPD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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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해 삶의질이 낮으며, 잦은 악화와 입원을 경험하였다 . 또한 ACOS가 아닌 COPD 환자와 비교해도 훨씬 더 자주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자주 입원하였으며, 의료비 지출도 많았다36. 일반적으로 ACOS 환자들에서 흡입스테로이드의
투여를 고려해야 하며, 천식환자의 치료와 비슷하게 증상조절, 폐기능 및 객담 호산구 유무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ACOS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없어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Biomass와 같은 환경오염에 의한 COPD는 주로 개발도상국 여성에게 흔하며37, 폐기종보다는 주로 기도 변형을
동반 하는 경우(airway predominant phenotypes)가 흔하다. 또한 기관지 과민성과 천식/COPD 중복증후군 형태를
38,39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이는 이러한 환자군에게는 흡입용 스테로이드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나
이에 대한 임상연구가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40
전신 염증반응(systemic inflammation)을 가진 표현형 은 ECLIPSE 연구에 의하면 약 16% 환자가 이에 해당되었으
며, 사망률과 악화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에서 다른 치료를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는 연구된 바가 없다.
COPD 환자의 30∼70%에서는 기도내 세균집락(bacterial colonization, 주로 ＞1×106 cfuㆍmL−1))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가래 색깔, 악화빈도가 증가하며 호흡기 염증반응이 증가하므로 하나의 표현형으로 인식되
고 있다41,42. 이에 대해서는 moxifloxacin43이나 macrolides를 이용한 급성악화 빈도 감소 등 치료 효과가 일부 보고되
고 있다.
44
45
46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형으로 기관지확장증 , 과거력상 폐결핵 병력 , 폐동맥 고혈압 , 폐암, 심혈관계질환 등
동반질환에 따른 표현형 연구가 보고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에서도 동일한 기관지 확장제 등 동일한
COPD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는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요약
COPD는 다양한 임상적 표현형과 endotypes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후 및 치료 약제 선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잦은 급성악화군(frequent exacerbators), 천식/COPD 중복 증후군(asthma-COPD overlap syndrome,
ACOS), 만성기관지염 등이 있다. 임상적 표현형의 기초가 되는 병태생리학적 표현형인 endotypes으로는, persistent
systemic inflammation 및 eosinophils 증가를 동반한 COPD가 있다. 최근 각각의 표현형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외의 다양한 여러 표현형에 따른 치료나 다기관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이러한
각각의 표현형에 대한 치료 연구를 통해서 향후에는 각 표현형에 따른 맞춤치료 시대가 다가오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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